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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교수 및 연구실 소개

친환경 에너지 및 나노열 연구실 ( www.hydrogen.snu.ac.kr )

Clean Energy & Nanoheat Lab.

❑물 분해를 통한 그린 수소의 대량 생산

❑온실 기체 절감 및 탄소 자원화

❑오염수 및 대기 정화 기술

❑지능형 미래 수소 생산 전략

▪ 지도교수가 직접 연구 및 논문 노하우
를 지도합니다 (언제든 상담 환영~!)

▪ 연구 배경지식보다 연구자의 가치관
과 Self-motivation이 더 중요합니다

▪ 급하게 마무리해야 할 연구 아이디어
들이 있습니다

mailto:swparkk@snu.ac.kr
http://www.hydrogen.snu.ac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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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방법론

열공학 차세대 분석기술

Metal

Oxides

O2-lean premixed flame

(Reducing agents: CO, H2)

Equivalence Ratio (Φ) = 1.4

나노기술

우리 팀은 열공학과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변환 소재를 개발하고,

차세대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인류가 알아내지 못한 기초과학지식을 탐구합니다.

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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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분야 1 –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에너지 변환 소재 개발

에너지 변환 소재:

촉매 or 광전극 개발

S. Park et al., Nature Communications, 8, 15113 (2017)

S. Park et al., ACS Energy Letters, 8, 2685-2693 (2018)

S. Park et al., ACS Sustainable Chem. Eng., 7, 5867-5874 (2019)

S. Park et al., Advanced Materials 32, 2003020 (2020)

부생 수소
(1,500 ~ 2,000 ₩/kg)

메탄 리포밍
(2,700 ~ 5,100 ₩/kg)

수전해(물 분해)

H2O → H2 + 
1
2
O2

(9,000 ~ 10,000 ₩/kg)

그레이 H2 → CO2 발생 그린 H2

탄소 포집, 활용
및 저장 시스템

블루 H2

신재생 에너지
(탄소 배출 Zero)

❑향후 소재, 스택 및 시스
템 개발 & 운용 전략 수립

❑원천기술을 다른 에너지
및 환경 문제에도 적용

전세계
생산의
> 9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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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분야 2 – 오염물질 촉매용 차세대 분석 반응기 개발

S. Park et al., Advanced Science 2002768 (2021)

S. Park et al., In Preparation (2021)

INLET
O2 / He

OUTLET
to GC-MS

In Situ Gas Reactor

25 → 400 °C

X
-r

a
y

MoS2→MoOx

Tox,onset by MoOx impurity

300 ⁰C → 100 ⁰C

촉매 반응 시 성
능 측정 및 심도
있는 물질 분석
동시 진행 한계

싱크로트론용 차
세대 In Situ 반응
기 설계 및 제작

촉매 성능 측정, 

물질 분석 및 심
도 있는 기초과학
탐구 동시 진행

❑향후 기체 및 액체 반응기 설계 및 제작
하여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적용

❑싱크로트론 X-ray를 이용한 심도 있는
기초과학 연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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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분야 3 –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설계 및 경제성 평가

S. Park et al., Int. J. Precis Eng Manuf-Green 

Technol., 6, 919-930 (2019)

불안정한 신재생
에너지 공급

에너지 저장 장치
(수소 에너지, 배
터리 등) 결합

안정적인 에너지
공급 및 시스템의

경제성 평가

❑향후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마트 그
리드 시스템 설계

❑실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적용
및 정책 수립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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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stone age did not end because we ran out stones,
and the oil age will not end because we run out of oil

Don Huberts, Royal Dutch Shell

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본
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
가 있는 팀원을 모집합니다. 언제든 상담 환영합니다.

Email: swparkk@snu.ac.kr
Office: 서울대 301동 1508호

mailto:swparkk@snu.ac.kr

